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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s Learning Framework defines knowledge as a component of competency and identifies
four types of knowledge. Among which, this paper focuses on disciplinary knowledge and interdisciplinary knowledge to analyze the physics curriculum guides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and
the IB 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First, the constituents, frameworks,
and evaluation methods of the guides.

Then, for disciplinary knowledge, changes in content

knowledge are outlined, followed by analyses of sample test questions and curriculum alignment.
For interdisciplinary knowledge, the topic-based approach of integrated science is compared to the
interdisciplinary components of the IB DP. In conclusion, the presentation of knowledge content
in the context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is discussed, and a suggestion is made that content
has to extend to assessment coherently. Furthermore, considerations for future physics curriculum,
such as the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knowledge ar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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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의 물리 교과 ‘지식’의 방향성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김효준∗ · 송진웅† · 김이슬‡ · 한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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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 받음, 2020년 12월 16일 수정본 받음, 2020년 12월 18일 게재 확정)

OECD는 ‘학습 프레임워크 (Learning Framework)’에서 역량 개념을 구성하는 ‘지식’과 그 유형을
명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식의 유형 중 ‘학문적 지식’과 ‘간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의 물리 교과의 문서를 비교하여
지식 내용의 구성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두 교육과정의 구성, 문서 체계, 평가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학문적 지식’에 관하여, 두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식 내용의 변화 경향성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고, 핵심개념-성취기준-평가기준의 일관성과 평가 문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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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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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학문적 지식’에 관하여는 통합과학의 주제중심 접근과 IB DP에서 제시하는 간학문적 연계에 대해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지식 내용 제시에 대한 논의와 평가로
일관성있게 이어지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간학문적 지식의 함양을 위한 방안 등 미래 물리
교과 교육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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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ECD(2003) 가 21세기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삶
과 사회의 발전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기 위해
DeSeCo(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1]. 이후 많은 국가에서 핵
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량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2,3].
우리나라에서도 역량을 반영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체계적이고 명료한 교과 교육
과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4,5].
그런데 역량을 지식과 대비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역량 교육이 지식 교육의 대체 방안으로 해석되는 점은 많
은 우려를 낳고 있다 [6–8]. 실제 2015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식 내용이 대폭 축소되어야 탐구를 통한 역량 강화가 가
능하다는 의견들이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되었다 [9]. 역량
교육을 강조함과 동시에 학습 부담 경감과 흥미 유발 등을
위해 교육과정 내의 물리 지식 내용도 함께 감축되고 있다
[10]. 그러나 지식 내용의 감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력 저하,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의 부실
(학계의 이공계 기초교육에 대한 요구) [11]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량중심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어떻게 핵심적 지식 내용을 선택하고 균형있는
관점으로 지식을 구성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OECD는 2015년부터 DeSeCo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으로 프로젝트 ‘Education 2030’를 진행하였고, ‘학
습 프레임워크 (Learning Framework)’를 통해 역량 교육
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12]. OECD의 ‘학습 프레
임워크’에서는 역량 개념이 세 가지 측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로 구성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교육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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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야 할 ‘지식’의 4가지 유형으로 ‘학문적 지식 (disciplinary knowledge)’, ‘간학문적 지식 (interdisciplinary
knowledge)’, ‘인식론적 지식 (epistemic knowledge’), ‘절
차적 지식 (procedural knowledge)’을 제시하고 있다. 즉,
역량의 함양을 위해서는 ‘지식’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그 하위 유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OECD의 글로벌 교육과정에 대한 거버넌스
행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 또한 존재한다 [5,13]. 교육과정의
변화는 글로벌 교육 개혁의 표어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른 맥락화가 요구되는 것이
다 [13]. 따라서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
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OECD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교육을 통한
교육과정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14,15], OECD가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역량 교육에 대한 구체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또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어떻게 ‘지식’을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OECD가 제시하는 학습 프레임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지식’의 유형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지식’은 특정 학문에
대한 핵심개념과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중시되어야 하는 지식
유형이다 [12]. 학생들은 학문적 지식을 통해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각 학문의 고유한 지식, 가치, 규
칙, 법칙 등에 친숙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간학문적이고 복잡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유형의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6]. 둘째, ‘간학
문적 지식’은 다양한 학문을 통해 실제적 삶의 문제, 현상
및 이슈들을 서로 다른 여러 학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그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5,16]. 셋째, ‘인식론적 지식’은 교과 내용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공헌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과
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5,16]. 이 유형의 지식은 학생들이 배움의 목적을
찾고 배움의 응용을 이해하며 학문적 지식을 확장하는 데

62

도움을 준다. 넷째, ‘절차적 지식’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단계 또는 행동과 같이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말하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16]. 이 중 ‘인식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은 ‘학문적 지식’과 ‘간학문적 지식’에 토대를
두고 확장될 수 있으며, 메타인지적 측면이나 실행 과정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5]. 즉, 이 두 가지 유형은 지식의
내용적 측면보다는 더 넒은 범위를 포괄하게 되며, 인식과
실천적 측면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문서 비교를 바탕으로 지식의 내용적 측
면에 대해 ‘학문적 지식’과 ‘간학문적 지식’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하에 본 논문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
정 (통합과학, 물리학Ⅰ, 물리학Ⅱ) 과 2014년 개정된 IB
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의 물리 교과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미래 교육과정에서 물리
학 교과 ‘지식’의 구성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IB DP와 비교하고자 하는가? IB DP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생긴 수많은 국제기구에 속한 직
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의 문제점으로부터 시작되
었다. 나라 간 이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과
공통시험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B DP 교육과정 (programmes) 이
개발되었다 [17]. IB DP 교육과정(programmes)은 60여년
동안 다양한 국가의 대학에서 수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수정되며 발전해왔다. 즉, IB DP는 글로벌 인증 성격을 띠
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대학에서 공통으로 인정받기 위해
대학 이전의 고교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7]. 이러한 측면에서 IB DP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
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18].
또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의 변화와 함께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력 제고에 대한 요구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
[17]. 이와 관련하여 IB DP를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높은 수학능력과 졸업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 [19,
20]를 비롯하여, IB DP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은 주목할
만하다 [21]. 이러한 이유로 인해 IB 교육과정의 국내 도
입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22–24], 최근
물리 분야에서도 IB DP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25,
26].
IB DP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인재상, 핵심 역량, 그리고 새로운 교
육과정의 핵심 지침인 참여형 수업과 과정형 평가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등 그 취지가 일치하고, 일정 부분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17]. 반면,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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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뿐만 아니라 지식 내용 요소,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성
취기준,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차이점
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추구하는 바는 일치하지
만 물리 지식 내용의 제시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는 IB와의
비교는 미래 물리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역량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현 교육과정에서 물리 교과의
지식 내용 제시는 어떤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과정
내에 구성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OECD 학습 프레임워크
에서 말하는 ‘지식’의 유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의 물리 교과를 비교해보았다. 두 교육과
정이 추구하는 역량중심 교육의 맥락에서 물리 지식 내용의
변화 경향성을 비교해보고, 현재 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지식 내용이 성취기준과 평가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나타
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5 개정 교육과
정과 IB DP의 물리 교과 체제와 구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두 교육과정에서의 물리 교과 내용 체계와 평가 관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OECD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식’의 유형 중 ‘학문적 지식’과 ‘간학문적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두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지식 내용
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문서
[27]와 2014 IB DP Physics Guide [28]를 바탕으로 비교하
였다. ‘지식’의 유형별 비교를 위해 각 교육과정 문서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항목을 추출하여 비교의 층위를 검토하
고 항목별 내용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각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지식 내용이 이전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29]
및 성취기준에 대한 문서 [30]와 IB DP의 ‘Changes in the
syllabus content’ [31]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된 지식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의 경향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교수학습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요소에 대한 세
밀한 검토와 평가기준 파악을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학과 평가기준 개발’ 문서 [32,33]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과정은 교직경력 13년의 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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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inction between the Physics Courses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and IB DP (2014 Revised).
2015 Korean National Physics Curriculum
· Physics I, Physics II (85 hours if 5 blocks)
· Physics II is a more advanced course of Physics I
but the two courses are distinguished based on the
contents.
· Physics I must be taken prior to Physics II.
(Hierarchy in course)

IB DP Physics (2014 revised)
· HL(Higher level) is a more intensive course of
SL(Standard level) in which the Core Topics of SL are
taught in greater depth (Additional Higher Level).
· SL and HL can be instructed concurrently. (Hierarchy in
topics)
· Option topics are provided, not optional courses.
· Recommended teaching hours are suggested for each topic.

정 연구원 1인과 교직경력 10년의 석사과정 연구원 1인의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

상호 교차 검토와 토의를 통한 반복적 비교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34]. 또한, 비교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
해 국내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교직경력 12년
이상의 현직 물리 교사의 검토를, IB DP와의 비교 결과는

교과 구성 및 운영과 2014년 개정된 IB DP의 비교는 Table

IB DP를 이수한 물리교육과 4학년 학부생의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누어져 있어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에 제시하였다.
IB DP의 Physics는 Group45 의 선택 과목 중 하나로
Standard Level(이하 SL) 과 Higher Level(이하 HL) 로 나
[35]. Physics SL과 HL의 운영 방식은 우리나라의 물리
학Ⅰ, Ⅱ의 운영 방식과 다르다. SL과 HL을 각각 다른 과

II. 본 론

목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HL을 이수하는 것은 SL의
과정과 동시에 심화된 내용(Additional Higher Level, 이하
AHL)을 추가로 배우는 방식이다. SL과 HL에서 공통으로

1. 구성 체제와 내용 체계, 평가 방식의 비교

배우는 내용을 ‘Core’라고 한다. Physics HL을 선택하면
Physics SL 과정의 150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90시간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의 물리 교육과정의 차이점
은 크게 구성 체제와 내용 체계, 평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물

이수해야 한다 [35]. 또, IB DP에서는 SL과 HL 모두 4개의

리Ⅰ과 물리Ⅱ 교과명이 물리학Ⅰ과 물리학Ⅱ로 변경되
었다. 물리학Ⅰ은 보통교과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초등학
교 과학부터 고등학교 ‘통합과학’까지 물리 영역에서 다룬

학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26].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물리학Ⅰ의 각 단원 내용은 첨단 과학기술
과 실생활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단원의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학
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의 과학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27]. 물리학Ⅱ는 보통교과의
진로선택 과목으로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물리학Ⅰ에서 학습한 개념을 기초
로 심화된 물리 개념과 다양한 탐구 방법을 적용하여 물리
현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27]. 물리학Ⅰ과 물리학Ⅱ는 위계적 학습이
가능하게 편성하였으므로 물리학Ⅱ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학Ⅰ을 선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물리학Ⅰ과 물리학Ⅱ의 내용 요소가

선택 단원 (Option Topics) 인 상대성 이론 (Relativity), 공
학 물리 (Engineering Physics), 광학 영상 (Imaging), 천체
물리 (Astrophysics) 가 있다. Option의 선택에 따라 물리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 Physics Guide의 문서 체
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 체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 ‘영역’은 교과의 성
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로 IB
DP Physics Guide의 ‘Topic’6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개념’은 교과의 기초 개념이
나 원리를 표현하고, 이에 따른 ‘일반화된 지식’은 학생들
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을 나타낸다.
이는 IB DP의 ‘Essential idea’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는 학년 (군) 에서 배워
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을 나타내고, 이에 따른 ‘학습 요소’
5

6

IB DP는 교과군은 Group 1 – 6까지의 6개로 구성되며, Group 1
은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Group 2는 ’ Language
acquisition’, Group 3은 ‘ Individuals and societies’, Group 4는
‘ Science’, Group 5는 ‘Mathematics’, Group 6은 ‘The art’이다.
이중 Physics는 Group 4에 속한다.
IB DP Physics에서는 8개의 Core ‘Topic’이 제시되고, 각 Topic은
여러 개의 ‘Sub-topic’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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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Frameworks of the Physics Guides of 2015 National Curriculum(top) and IB DP(bottom) [27,28].
2015
A. Content Organization: Composed of Topic, Big Ideas, Generalized Knowledge, Contents and Skills
National
Contents
Curriculum
Topic
Big Ideas Generalized Knowledge
High School
Skills
PhysicsⅠ PhysicsⅡ
Top level of
Skills including
content
Fundamental
investigation and
organization concepts and General knowledge that Key contents that must critical thinking abilities
that best
principles
students must learn for be learned in the grade that students should
expresses the pertaining to the particular topic
achieve or are expected
level
nature of the the course
to achieve after the
course
learning process
B. Achievement Standards
Standards to learning activities underlying the skills that students should achieve or are expected to achieve
after the learning process
(1) Topic
(a) Learning Elements
: Contents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that students must learn are expressed in the form of key terms.
(b) Supplementary Explanations to Achievement Standards
: Additional explanations are provided for achievement standards that need to be clarified. This does not
denote that particular achievement standards must be emphasized.
(c) Teaching Methods and Guidance
· Suggests methods and guidance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particular topic
· Provides recommendations that encourage student participation and other meaningful learning experiences
(d) Assessment Guidance
· Suggests methods and guidance for assessment in the particular topic
· Encourages various methods of assessment, especially process-based assessment
Topic 1: ⟨Title⟩
Essential idea : This lists the essential idea for each sub-topic.
1.1 Sub-Topic
IB DP
Nature of science : Relates the sub-topic to the overarching theme of NOS.
Understandings:
· This section will provide specifics of the content
requirements for each sub-topic.
International-mindedness:
Applications and skills:
· Ideas that teachers can easily integrate into the delivery
· The content of this section gives details of how
of their lessons.
students are to apply the understandings. For
Theory of knowledge:
examples, these applications could involve
· Examples of TOK knowledge questions.
demonstrating mathematical calculations or pratical
Utilization:
skills.
· Links to other topics with the Physics guide, to a
Guidance:
variety of real-world applications and to other Diploma
· This section will provide specifics and give
Programme courses.
constraints to the requirements for the
Aims:
understandings and applications skills.
· Links to the group 4 subject aims.
Data booklet reference:
· This section sill include links to specific sections
in the data booklet.

는 성취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

통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어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내용 요소’와 ‘학습 요소’는

교육과정에서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통해 해당 영

교과 지식 내용을 나타낸 것에 해당되고, 이는 IB DP의

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유의사항을 제시하

‘Understandings’와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

였다. IB DP에서는 ‘Guidance’에서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육과정의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정보와 제한점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IB DP의 특징적인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

차이점은 ‘Data booklet reference’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이 된다.

인데, 해당 주제를 학습할 때 어떤 공식과 연관되어 있는

이는 IB DP의 ‘Applications and skills’에 나타나고 있으

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Utilizations’에서

며, ‘Understandings’에서 제시된 내용 요소를 수업 활동을

는 물리 주제와 관련된 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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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Biomechanics, Biology, Environmental chemistry,
Mathematics)과의 연계성을 안내하고 있다.
IB DP의 Physics에 대한 평가는 내부평가(Internal Assessment, 이하 IA) 20%, 외부평가(External Assessment,
이하 EA) 80%로 구성되어 있다. IB DP의 평가는 전 과목
절대평가의 형태이다. 과목별 가이드북에는 IA의 평가 기준
(Assessment Criteria)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
한 교사 지원자료나 연수가 제공된다. IA의 방식은 실험 실
습, 데이터베이스 사용,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형식
으로 실험보고서나 소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가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IB가 외부적으로 조정 (moderation)
하여 신뢰도와 공정성을 확보한다. EA도 7등급 절대평가,
준거지향평가 (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방식이다.
EA는 전세계에서 거의 동시에 치러지는데 5월과 11월 두
차례 치러 과목별 재시험도 가능하다. 물리 과목 EA는 총 3
개의 Paper로 구성되어 있다. Paper 1은 객관식 질문으로,
SL은 30개 문항을 45분 동안, HL은 40개의 문항을 1시간
15분 동안 치른다. Paper 2는 Core와 HL의 AHL에 대한
단답형 및 확장형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 수준에
따라 문항의 개수는 달라진다. Paper 2는 SL의 경우 1시간
15분, HL의 경우 2시간 1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Paper
3은 두 개의 Section으로 이루어지는데 Section A는 실험
데이터 기반 질문, Section B는 선택단원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Paper 3의 SL과 HL의 시험 시간은 각각 1
시간과 1시간 15분이다. Paper 1은 계산기가 허용되지 않
지만, Paper 2와 3은 허용되며, 물리 공식집 (Physics data
booklet)은 Paper 1 – 3에서 모두 허용된다. EA 역시 채점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이하 IBO)의 단계별 채점과 조정절차
를 거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물리 교과의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내신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들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신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차 상대평가의 형태에서 절대평가
(성취평가제) 로 변화가 확대되고 있다 [36].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상대평가로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을 성적표에 기재한다.
두 교육과정의 개정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교육과
정은 모든 교과군이 동시에 일괄적으로 개정되는 반면, IB
는 개정에 있어 과목별 독립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B
DP 교육과정은 7년을 주기로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신 교육 연구를 반영하여 개정한다 [37]. IB DP
교육과정의 개정은 평가, 개발, 시행 3단계로 이루어진다.
평가 단계는 주로 연구 결과 및 IB 교사, 학생, 대학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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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인 피드백을 수집하며, 주제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교육 연구 문헌들을 검토한다. 개발 단계는 수집된 평가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내용 (contents) 과 새로운 평가 설계
를 개발한다 [37]. 이 과정에서는 교사의 피드백도 받는다.
새로운 커리큘럼은 주기의 마지막 해인 7년 차에 실행되며
새로운 가이드와 교사 지원 자료가 게시된다. 과목 개정은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 내에서 다른 과목과 함께 이루어진
다. 현재 IB DP Physics는 2014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은 2016년에 시행
되었다.

2. OECD 학습 프레임워크의 ‘지식’의 유형별 비교
1) 학문적 지식
급변하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정된 지식이 아닌 변
화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문의 기초를 바탕으로
한 심화된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은 각각의 타당성을
가지지만 교육과정 설계에 큰 딜레마일 수 있다. OECD
는 ‘Education 2030’에서는 학문적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2]. 또한, 각 학문의 고유한 지식,
가치, 규칙, 법칙 등에 친숙해지고 이를 다른 학문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이들 학문의 핵심 패턴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앞으로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간학문적이고 복잡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각 학문에 기초가 되는 핵심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16].
a) ‘학문적 지식’의 내용 비교 : 변화의 경향성과 특징
본 절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 교과와 IB DP
Physics Guide(2014 revised)가 이전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두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식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
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는 것이 구
성의 중점임을 밝히고 있으며 [38], ‘핵심개념’ 중심의 내용
체계표 구성은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큰 방향성을 나타낸
다 [39].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 내용은
‘내용 요소’, ‘학습 요소’로 표현되고 있으며,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함께 분석할 때 교수학습상황에서 다루어지는
‘지식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와 성취기준 [27]
및 평가기준 [32,33]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교수학습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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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는 물리 교과의 지식 내용을 ‘내용 (contents)’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전 교육과정과의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 요소 [29]와
성취기준 [30]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변화된
사항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식 내용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 교과의 지식 내용은
내용 요소의 감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9 교육과정
의 물리Ⅰ과 Ⅱ에서 제시한 95개7 의 내용 중 36개가 삭제
되거나 축소되어 제시되고 있었으며, 추가된 지식 내용은
없었다. 이는 교육부의 학습 내용 감축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40]. 둘째, 2009 물리Ⅰ에서 다소
난이도가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들(e.g. 돌림힘, 전기력선과
자기력선, 교류와 신호조절 등) 은 2015 물리학Ⅱ로 대폭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2015 물리학Ⅰ에서는 정량적 계산
이 필요한 내용 요소가 많이 축소되어 제시되었다. 2015
물리학Ⅰ은 정량적 계산을 지양하고,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례를 물리적 원리를 통해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 내용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 물리 Ⅰ에서 포함되었던 내용인, 신소재,
전기에너지, 기전력과 여러 가지 발전, 전력 수송. 핵융합과
태양에너지 등의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과
학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2015 물리학 Ⅰ에서 다루는 내용
의 균형을 맞추고 앞서 배운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2015 물리학Ⅱ의 경우에는 2009
물리Ⅱ에 비하여 내용이 대폭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힘과 운동 영역에서는 위치벡터가 삭제되었고, 전기와 자
기영역에서는 로렌츠 힘, 자체유도 등이 삭제되었다. 열과
에너지 영역에서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등 화학 교과와
겹쳐지는 부분이 삭제되었고, 파동 영역에서는 정상파와 공
명, 편광 등이 삭제되었으며, 현대물리 영역에서는 슈뢰딩거
방정식, 양자터널링 등이 삭제되었다. 또한, 단진동운동은
단진자에 대한 내용으로 축소 제시되고, RLC 회로는 정성
적 설명만, 거울과 렌즈는 볼록렌즈에 대한 내용만 남아있게
되었다. 즉, 2015 물리학 Ⅱ는 이전 교육과정의 물리Ⅰ의 내
용이 옮겨오고, 많은 내용 요소가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요소들은 내용 체계표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2015 물리학Ⅰ, Ⅱ 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IB DP(2014 revised) 와 2015 교육과정에서의 물리 지
식 내용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IB DP Guide의 주제별
7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Ⅰ과 Ⅱ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내용 요소를 추가한 ‘내용(contents)’
의 총 개수이다.

(Topic)로 개정된 변화 내용을 2015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에서 제시된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2015 교
육과정의 ‘힘과 운동’과 ‘전기와 자기’ 영역에 해당하는 IB
DP의 주제를 발췌하여 변화된 내용 (Addition&Deletion)
과 이에 대한 해설 (Rationale) 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31]. ‘힘과 운동’과 ‘전기와 자기’ 영역은 물리 교과의 주요
주제로 두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 비교 사례로 제시하였으며, ‘힘과
운동’ 영역은 IB DP에서 Core에 해당하는 주제이고, ‘전기
와 자기’ 영역은 IB DP에서 Core와 AHL의 주제를 모두
포함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IB DP Physics Guide(2014
revised) 에서 나타나는 이전 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은 다음
과 같다. 물리 지식 내용의 변화는 삭제된 경우보다 추가
된 내용이 현저히 많이 나타났다. IBO는 변화에 대한 이
유와 해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학문의
완전한 이해와 학문적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31]. 구체적 예시로 ‘마찰력
(Solid friction)’에 대한 정량적 접근을 물리학의 기본 지
식으로 간주하여 추가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탄성에너지
(Elastic potential energy)’에 대한 정량적 계산은 에너지
주제의 완성된 통합을 위해 추가하였으며, ‘키르히호프 법
칙 (Kirchhoff’s circuit laws)’은 전기회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했음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삭
제된 내용은 소수이며, 그 예로 전자기 유도에서 ‘변압기에
대한 세부 내용 (Some details on transformers)’의 삭제는
주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두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과 제시하고 있는 내용 요소를
비교한 결과, ‘지식’ 학습이 구현되는 모습에서 차이점이 드
러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물리학Ⅰ과 물리학Ⅱ가
공통의 영역과 관통하는 핵심개념으로 연결되며, 내용 요소
는 겹쳐지지 않도록 물리학Ⅰ은 정성적, 물리학Ⅱ는 정량적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학Ⅱ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정량적 표현이나 주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구성하는 것은 힘들게 된다. 반면, IB DP의
경우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선택 (SL, HL 또는 Option)
에 따라 개념이나 주제 자체를 접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Core의 주제는 선택과 관계없이 정량적이고 심화된
내용까지 모두 학습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물리학Ⅰ만 선택한 경우 ‘등가
속도 운동’ 및 ‘전기장’에 대한 정성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내용만 학습하고, 물리학Ⅱ를 선택해야 비로소 ‘포물
선 운동’, ‘전기력선’ 등 정량적 부분을 접하게 된다. 이와
반면, IB DP에서는 ‘등가속도 운동’ 및 ‘전기장’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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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ysics Contents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and its Change from the 2009 Curriculum [27,29,30,32,33].
Topic

Contentsa

Big
Ideas

Physics I
·
·
·
·

Force
and
Motion

Time,
Space,
and
Motion

·
·
·
·

Time Dilation
Length Contraction
Simultaneity
Mass-Energy
Equivalence

·
·
·
·
·
·
·
·

· Acceleration
· Newton’s Laws of
Motion
· Conservation of
Momentum
· Impulse

· Composition and
Resolution of Forces
· Net Force
· Equilibrium of Objects
· Torque

Mechanical
Energy

·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 Elastic Potential
Energy

· Work-Energy Theorem

Electrici
ty

· Atom and Electric
Force
· Energy Level
· Energy Band of
Solids
· Electrical
Conductivity
· Diode

·
·
·
·
·
·
·
·

Magneti
sm

· Magnetic Field
Induced by Current
· Magnetic Properties
of Materials
· Electromagnetic
Induction

· Magnetic Field Induced
by Current
· Magnetic Flux
· Induced EMF
· Mutual Induction
· Alternating Current

Force

Electrici
ty and
Magneti
sm

Heat
and
Energy

Wave

Modern
Physics

Physics II
Equivalence Principle
Gravitational Lensing
Blackhole
Non-inertial Reference
Frame
Centripetal Force
Uniform Circular Motion
Uniformly Accelerated
Motion
Projectile Motion
Simple Pendulum
Motion of Celestial
Bodies
Kepler’s Laws
Newton’s Law of
Gravitation

Energy
Transfor
mation

·
·
·
·
·

Internal Energy
Absolute Temperature
Heat Efficiency
Heat Engine
Laws of
Thermodynamics
· Thermodynamic
Process

Charge and Electric Field
Electric Flux
Electrostatic Induction
Dielectric Polarization
Electrical Resistance
Ohm’s Law
Transistor
Capacitor

· Mechanical Equivalent of
Heat

Wave
Characte
ristics

· Wave Components
· Refraction
· Total Internal
Reflection
· Interference of Wave
· Optical
Communication
· Electromagnetic
Spectrum

· Refraction and
Interference of Wave
· Young’s Experiment
· Doppler Effect
· Electromagnetic Waves
· Focal Point and Image of
Convex/Converging Lens

Wave-P
article
Duality
of Light

· Duality of Light
· Duality of Matter
· Charge-coupled
Device
· Electron Microscope

· Particle Properties of
Light(Photoelectric effect)
· Work Function
· Wave Properties of
Particle

Motion
in
Microsc
opic
World

· Uncertainty Principle
· Atomic Model

Addition

Deletionb

⟨Physics I⟩
· Measurement and
Standards of Time
· Measurement and
Standards of Length
· Space Model
· Four Fundamental
Interaction
· Elementary Particles
⟨Physics II]
· Position Vector
· Simple Harmonic
Oscillation(*)

Explanation of Amendment
⟨Physics I→II⟩
· Discovery of gravity (09) →
Newton’s Law of Gravitation (15)
· Uniformly Accelerated Motion
* Contents under “Theory of Relativity”
of 2009 have been divided into
contents in Physics I (time dilation,
length contraction, simultaneity,
mass-energy equivalence) and Physics II
(equivalence principle, non-inertial
reference frame, gravitational lensing,
blackhole).
* Simple harmonic oscillation has been
reduced to simple pendulum.
⟨Physics I→II⟩
· Force Transfer and Torque,
Equilibrium of Forces (09) →
Equilibrium of Objects, Torque (15)
⟨Physics II→I⟩
· Conservation of
Momentum(*Reduction in contents
by deleting two-dimensional
collisions)

⟨Physics I⟩
· Laws of Fluids

⟨Physics II⟩
· Electric Potential(*)
· Electric Dipole

⟨Physics II⟩
· Lorentz Force
· Magnetic Dipole
· Self Induction
· RLC Circuit(*)

⟨Physics I⟩
· Heat Transfer
· Changes of State and
Weather Phenomena
⟨Physics II⟩
· Kinetic Theory of
Gases
· Ideal Gas Equation
· Entropy
⟨Physics I⟩
· Sound Wave and
Ultrasonic Wave
· Interference and
Resonance of Sound
Wave
· Harmony and Noise
· Microphones and
Electric Signals
· Color Detection and
Imaging Equipment
· Data Storage Device
⟨Physics II⟩
· Standing Waves and
· Shock Wave
· Mirrors and Lenses(*)
· Optical Instrument
· Laser
· Polarization

⟨Physics I→II⟩
· Work-Energy Theorem
⟨Physics I→Integrated Science⟩
· New Material
· Electrical Energy
⟨Physics I→II⟩
· Electric Field and Electric Flux
· Electrostatic Induction and Dielectric
Polarization
* Electric potential is limited to potential
difference across capacitor.
⟨Physics I→Integrated Science⟩
· EMF/Generator/Electric power
transport
· Nuclear Power/ Nuclear Fusion and
Energy of Sun
· Solar Cells/ Various Energy
Generation
⟨Physics I→II⟩
· Magnetic Flux
* RLC Circuit is only dealt qualitatively.

⟨Physics II→I⟩
· Absolute Temperature
· Internal Energy
· Thermodynamic Process

⟨Physics I→II⟩
· Antenna and Wireless
Communication, Alternating Current
and Signal Adjustment (09) →
Included in Electromagnetism (15)
⟨Physics II→I⟩
· Wave Components
· X-ray and Gamma-ray,
Microwave (09) → Combined in
Electromagnetic Spectrum (15)
* All mirrors and lenses have been
omitted except for convex lens.

⟨Physics II→I⟩
· Electron Microscope
⟨Physics II⟩
· Planck’s Quantum
Theory
· Compton scattering(*)
· Schrodinger’s
Equation
· Wave Function
· Quantum Tunneling

* Reduction in contents on Particle
Properties of Light

a 2015

개정 교육과정 [27]의 물리 교과 ‘내용 (contents)’은 내용 체계표의 ‘내용 요소’와 해당 영역에 대한 단원별 ‘학습 요소’, 교육부 배포 ‘평가기준’
[32,33]에서 제시된 내용을 추출하여 포함시켰다.
b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Ⅰ과 물리Ⅱ에서 제시되었던 내용과 비교하여 삭제된 부분을 말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 문서 [29]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30]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제는 모두 Core에 속하는 과정이라 SL이나 HL의 선택과

관계없이 정량적이고 심화된 내용까지 모두 학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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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in Content Knowledge from 2007 to 2014 Revised Physics Course of IB DP(Restructured from [31]).
Contentsa

Topic

Force
and
Motion
⟨Core⟩

2.1 Motion

·
·
·
·
·
·
·

Distance and displacement
Speed and velocity
Acceleration
Graphs describing motion
Equations of motion for uniform acceleration
Projectile motion
Fluid resistance and terminal speed

2.2 Forces

·
·
·
·
·

Objects as point particles
Free-body diagrams
Translational equilibrium
Newton’s laws of motion
Solid friction

·
·
·
·
·
·
·
·

·
·
·
·
·
·
·
·
·
·
·
·
·

Kinetic energy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Elastic potential energy
Work done as energy transfer
Power as rate of energy transfer
Principle of conservation of energy
Efficiency
Newton’s second law expressed in
terms of rate of change of momentum
Impulse and force–time graphs
Conservation of linear momentum
Elastic collisions, inelastic collisions
and explosions
Charge
Electric field
Coulomb’s law
Electric current
Direct current (DC)
Potential difference
Circuit diagrams
Kirchhoff’s circuit laws
Heating effect of current and its consequences
Resistance expressed as R = V /I
Ohm’s law
Resistivity
Power dissipation

·
·
·
·
·

Cells
Internal resistance
Secondary cells
Terminal potential difference
Electromotive force (emf)

2.3 Work,
energy and
power

2.4
Momentum
and
impulse

Electricity
and
Magnetism
⟨Core⟩

5.1 Electric
fields

5.2 Heating
effect of
electric
currents

5.3 Electric
cells

Electroma
gnetic
Induction
⟨AHL⟩

5.4 Magnetic
effects of
electric
currents
11.1
Electromag
netic
induction
11.2 Pow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11.3
Capacitance

·
·
·

Addition
· Air resistance modified to
fluid resistance
· Prescribed practical:
Experiment to determine
acceleration of free-fall
· Practical work:
Experimentally determine
acceleration of free-fall

Deletion

Rationale
The introduction of
experimental work being
assessed in written exam
has required the inclusion
of such experiments.

· Solid friction has been
added, which includes the
coefficients of static and
kinetic friction.

Solid friction has been
reintroduced into IB
physics as it was
considered fundamental to
have a quantitative
approach to friction

· Equations for efficiency
· The equation for elastic
potential energy

Both allow for more
quantitative work to be
given and therefore a
more complete overview
of the energy topic.

The shuffling of topics
means that all aspects of
momentum can be taught
as one unit.
· Solving problems with
electron drift
· Coulomb’s law (moved
from the old syllabus
section 6.2)
· Kirchhoff’s circuit laws
for voltage and current
· Real and ideal voltage and
ammeters
· Practical work: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resistance
· Primary and secondary
cells
· Discharge characteristics of
a simple cell
· Practical work: Determine
internal resistance

Changes will allow for a
better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electric
circuits.

This topic now provides a
strong link to chemistry.

· Magnetic fields
· Magnetic force
·
·
·
·
·
·

Electromotive force (emf)
Magnetic flux and magnetic flux linkage
Faraday’s law of induction
Lenz’s law
Alternating current (AC) generators
Average power and root mean square
(rms) values of current and voltage
· Transformers
· Diode bridges
· Half-wave and full-wave rectification
·
·
·
·
·

Capacitance
Dielectric materials
Capacitors in series and parallel
Resistor-capacitor (RC) series circuits
Time constant

· Diode bridges, half-wave
and full-wave rectification
· Practical work: Diode
bridge rectification circuit
· Capacitance and dielectrics
· Capacitors in series and
parallel
· Resistor-capacitor series
circuits and the time
constant
· New Physics data booklet
equations

· Some details
on transformers

Slight increase in the
depth of knowledge for
this topic to provide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power
transmission.

Capacitors are introduced
because they are important
in many areas of physics.

IB DP의 물리 교과의 ‘내용(contents)’은 Syllabus [28]에 제시된 주제별(topic) ‘Understandings’에 제시된 내용 요소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위해 같은 항목명으로 표기하였다.

운동의 경우는 유체의 저항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전기장의 경우는 유전체에 따른 전기력의 경우까지 생각
해보도록 안내하는 등 심화된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IB DP에서 Core의 주제는 선택과 상관없이 필수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HL과 Option을 통해 추가적 학습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점은 어떤 지식 내용을 필수
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핵심적 지식 내용 선정에 대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IB DP 의 Physics SL 과 HL
의 이수 시간은 2015 교육과정에서의 물리학Ⅰ, Ⅱ의
수업 시수보다 많다. IB DP Physics SL과 HL의 이수
시간은 각각 150시간, 240시간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 Ⅱ의 수업시수는 각각 85시간 (5단위를 기준)
이다. 물리학Ⅰ과Ⅱ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는 총 170시간
(5 단위 기준) 의 수업 시간을 이수한다8 .

이로 인하여

IB DP 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리 지식 내용은 2015 교
육과정보다 자세하고 양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 IB DP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부담과
학업 스트레스는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25, 26], 현
2015 개정 교육과정도 과거 교육과정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8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물리학Ⅰ은 2단위 증감, 물리학Ⅱ는 3단위
증감이 가능하다.

Future Directions of the Physics Content Knowledge in Competency-based Curriculum · · · – Hyojoon Kim et al.

과중한 학습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10]. 그러나
IB DP 의 변화가 학문적 지식의 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학문적 지식을 완성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교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
적 이해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b) ‘학문적 지식’에 대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 검토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의 지식 내용,
성취기준, 평가기준에 대한 비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보다 명
확히 드러낸다 [41]. ‘무엇’에는 학문적 지식 내용이 포함
된다. 교육과정 상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조직된 일관성
있는 내용의 연결망을 통해 학습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내
용이 일치되어야 함은 교육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41]. 이와
같은 목표, 교수학습, 평가 간의 일관성을 교육과정 조정
(curriculum alignment)이라 하며 [42], 교육과정의 성취기
준, 교수학습, 평가 사이의 일관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교육
과정 전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3].
이에 본 절에서는 교육과정의 지식 내용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및 평가의 사례를 통해 교수학습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평가되며, 이를 통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
정과 IB DP의 Physics Guide(2014 revised) 에서 핵심개
념-성취기준-평가기준 및 평가의 사례로 구현되는 일련의
과정을 비교해보았다. 우선 교육 과정상에 제시된 지식
내용의 비교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은 IB DP Physics Guide의 ‘Essential idea’
와, ‘내용 요소(학습 요소)’는 ‘Understandings’와 비교하였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Applications and
skills’와 비교하였으며, ‘평가방법 유의사항’은 ‘Guidance’
와 비교하였다. ‘평가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학과 평가기준 개발’ [32, 33]에서 성취기준별
평가기준 및 수준 (상, 중, 하) 을 제시하고 있다. IB DP
에서는 주제별로 따로 평가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IB DP Physics Guide의 ‘Assessment objectives’
에서 1수준에서 4수준으로 높아지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
고 있으며, ‘Command terms for physics’에서 성취기준의
서술어 (command term) 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수준이
다름을 안내하고 있다9 [28].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는 성취
9

IB DP Syllabus Guide에서는 ‘Assessment Objective’를 1수준으
로 지식에 대한 이해 (Demonstrat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를, 2수준으로 이에 대한 적용 (Apply) 을, 3수준으로 공식화, 분석과
평가 (Formulate, analyse and evaluate) 를, ４수준으로 통찰력 있
는 탐구를 수행하는 종합적인 능력 (Demonstrate th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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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서 나타난 서술어 표현에 따라 평가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핵심개념-성취기준-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 비교의 예
시로, 두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인 역학의
‘운동’에 대해 각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운동’에 대하여 ‘힘과 운동’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으며, 물리학 Ⅰ, Ⅱ 각각 핵심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2개의 내용 요소 (학습 요소) 와 1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IB DP에서는
역학(Mechanics)의 하위 주제인 ‘운동(Motion)’에서 핵심
개념 (Essential idea) 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7개의 내용
요소와 6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성취기준은 개별
내용 요소와 연결되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포물선 운동’ 내용 요소에 대한 성취기준은 ‘가속도, 속도
및 변위의 수직, 수평 성분을 포함하여 포물선 운동을 분석
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Table 5의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교육과정에
서는 적은 수의 내용요소와 간소화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과 Ⅱ에서 제시하고 있
는 성취기준의 총 개수는 각각 23개와 27개이다. IB DP와
비교했을 때 (SL이 136–141개, HL이 190–197개), 그 수는
훨씬 작고 다양한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서술어는 이전 교육과정
에서 성취기준의 서술어가 ‘이해한다’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44], ‘분류한다’, ‘예측한다’ 등으로 다양화한
노력이 보이지만 여전히 이해와 설명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평가기준은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개념과 사례 제시 등을 포
함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 중, 하로 나타내고 있다 [32,33].
반면, IB DP의 ‘성취기준(Applications and skills)’은 다
양하고 구체적 서술을 제시하고 있다 [25,26]. IB DP의 내용
요소나 성취기준이 자세하게 제시되는 것은 각국에 공통으
로 제공되는 교육과정과 외부평가 (External Assessment)
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과정의 실행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필요하고, 외부평가의 기준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취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esearch, experimental, and personal skills necessary to carry
out insightful and ethical investigations) 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Applications and Skills’에서 제시하고 있
는 서술어 (command term) 에 따라 어떤 평가의 수준과 연관되는가
를 ‘Command terms for physics’에서 설명하고 있다. ‘Assessment
Objective’를 1수준은 ‘Define, Draw, State’ 등의 서술어로, 2수준
은 ‘Apply, Calculate, Describe, Identify’ 등의 서술어로, 3수준은
‘Analyse, Compare, Demonstrate, Determine, Show, Solve’ 등의
서술어로 표현하여 평가의 수준을 안내하고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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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the Big Ideas, Achievement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and IB DP (Using ‘Motion of Objects’ as Example) [27–30,32,33]
Topic:
Sub-topic
Big ideas/
Essential
idea

Contents/
Understandings

Physics I
Force and Motion:
(1) Mechanics and Energy
· Force
· Motion of objects can be
explained using Newton’s Laws
of Motion.

· Newton’s Laws of Motion
· Acceleration

Physics II
Force and Motion:
(1) Mechanical Interaction

IB
Core Topic 2. Mechanics :
Subtopic 2-1. Motion

· Space-time and Motion
· Motion may be described and
· Change in motion of objects can be
analysed by the use of graphs and
equations.
explained using Newton’s Laws ofquad Motion.

· Uniformly Accelerated Motion
· Projectile Motion

·
·
·
·
·
·
·
·
·
·

Achievement
Standards
/Applications
and Skills

⟨12 Physics I 01-01⟩
Motions of various objects can be
classified based on the change in
velocity and direction of motion.

⟨12 Physics II 01-04⟩
Projectile motion of objects can be
explained quantitatively using Newton’s
Laws of Motion.

·
·

·

Evaluation
Criteriaa

Net force on the object in
projectile motion can be
calculated, and the velocity and
position changes can be
High
expressed in equations and
graphs using the Newton’s
Laws of Motion to predict the
motions of the projectile.
Net force on the object in
Examples of changes in
projectile motion can be
speed can be given with
Mid-dle
Mid-dle calculated, and the velocity and
an understanding of
position changes can be
acceleration.
expressed in equations or graphs.
Changes in velocity and
Projectile motion of objects can
direction of motion can be
be explained in components of
Low
Low
identified in motions of
uniformly accelerated motion and
various objects.
uniform motion.
Motions of various objects
can be classified based on
change in velocity and
High
direction of motion and
described in terms of
speed and acceleration.

Supplementary
· Supplementary Explanations to
Explanations
⟨12 Physics I 01-01⟩
to
· Motions of various objects can
Achievement
be classified into cases where
Standards
only the velocity change, only
and
the direction change, and both
Assessmentb
velocity and direction change.
Guidance

· Quantitative prediction can be
assessed in long answer questions
where students write out the
calculation process and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e final answer.

Distance and displacement
Speed and velocity
Acceleration
Graphs describing motion
Equations of motion for uniform
acceleration
Projectile motion
Fluid resistance and terminal speed
Determining instantaneous and
average values for velocity, speed and
acceleration
Solving problems using equations of
motion for uniform acceleration
Sketching and interpreting motion
graphs
Determining the acceleration of
free-fall experimentally
Analysing projectile motion, including
the resoluti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nents of acceleration,
velocity and displacement
Qualitatively describing the effect of
fluid resistance on falling objects or
projectiles, including reaching
terminal speed

· Assessment objective 4
: Sketch, Solve
· Assessment objective 3
: Analyse, Determine
· Assessment objective 2
: Describe

· Calculations will be restricted to
those neglecting air resistance
· Projectile motion will only involve
problems using a constant value of
‘g’ close to the surface of the Earth
· The equation of the path of a
projectile will not be required

a ‘평가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학과 평가기준 개발’ [32,33]의 내용을 표기하였고, IB DP의
경우에는 Guide [28]의 ‘Command terms for physics’에서 안내하고 있는 서술어 (command term) 에 따라 평가 수준 (Assessment objective)을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b ‘성취기준 해설 및 평가방법 유의사항’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성취기준 해설’(모든 성취기준에 해설이 있지는 않음)과 ‘평가방법
유의사항’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핵심개념-성취기준-평가기준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지식 내용이 평가 문항10 의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10

평가의 사례는 권문호 [25]의 IB DP 평가 문항 비교 연구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외부 종합 평가의 형태인 수능문제 (수능 모의평가 문제) 와
IB DP의 외부평가(EA) Paper1 및 Paper2를 비교하였다. Paper3의
경우 실험과 Option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므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서는 IB DP의 Syllabus와 비교하여 적은 수의 지식 내용을
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Ⅰ과 Ⅱ의 수능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중 해당 내용의 문항을 발췌하였고, IB의 경우에는
2019년 5월에 시행되었던 HL Paper1과2의 문항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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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eptember CSAT Mock Exam,
PhysicsⅠ (top), PhysicsⅡ (bottom)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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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DP 2019 May External Assessment of HL (TZ2),
Paper1(top), Paper2(bottom) [47,48]

Figure 1. Sample Questions from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and the IB DP.

담고 있지만, 평가 문항을 살펴보면 오히려 상반된 경향이

개의 내용 요소를 물어보거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적용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예시 (Table 5) 의 ‘운동’

평가하고 있다.

에 대한 구체적 평가 사례는 Fig. 1과 같다. 평가 사례의

내용의 일관성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물리학Ⅰ의 사례

수능 모의평가 물리학Ⅰ문항에서는 운동하는 두 물체의 시

에서는 핵심개념인 ‘가속도’에 대하여 성취기준에서 속력

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통해 ① 운동 방향 파악, ② 그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를 분류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

프의 기울기 비교를 통한 속도의 크기 비교, ③ 이동 거리

다. 평가기준에서는 가속도의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

비교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물리학Ⅱ의 문항은 수평면

으며, 평가 문항의 사례에서는 그래프를 해석하여 속도와

에 대해 같은 각을 이루며 동시에 발사된 두 물체의 포물선

이동거리를 비교하는 상황을 묻고 있다. 핵심개념에서 성

운동 상황에 대한 문제로, 두 물체가 동시에 도달하는 위치

취기준과 평가기준에 이르기까지는 가속도의 개념 이해에

에서의 속도 조건이 주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① 각

대해 일관성을 보여주지만, 평가 문항에서의 적용은 그래프

물체의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운동에 대한 식을 작성하여,

해석으로 확장되고 있다. 물리학Ⅱ의 경우는 ‘포물선 운동’

② 주어진 조건을 통해 연립방정식을 풀어 두 물체의 속도의

의 핵심개념에 대하여 성취기준에서 정량적 설명 기준이

비를 구하고, ③ 이 결과를 활용하여 두 물체의 운동에너지

언급되고, 평가기준에서 속도와 위치 변화를 식과 그래프

합을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즉, 한 문항에 여러

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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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사례에서는 속도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항
목과 함께 운동에너지를 계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또한 핵심개념에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연결되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평가 문항에서는 보다 확장된
적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제시된 물리학Ⅰ과 물리학Ⅱ의 평
가 문항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능시험과 같은 외부
평가에서는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이 그대로 평가 문항에 반영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종합적 적용을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IB는 내용 요소와 해당 성취기준이 거의 일대일로
연결되어 있고, 해당 성취기준에 대한 문제가 예측 가능하
도록 출제된다. 평가의 사례 (Fig. 1) 를 살펴보면, Paper 1
의 문제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속력과 높이가
주어지고 지면 도달 거리를 묻고 있다. 이는 성취기준에서
제시된 일정한 가속도 상황에서 등가속도 운동식을 이용하
여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Paper 2의 문제에서
는 수평면에 대해 각도를 이루며 던져진 공의 ① 수평거리
도달 시간, ② 수직 방향 이동 거리, ③ 지면 도달 속도에
대하여 각 소문항으로 나누어 묻고 있다. 이 역시 성취기준
에서 수평, 수직 방향의 운동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IB DP 평가 문항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질문은 한 가지 개념을 묻는다는 점이며, 성취
기준에 나타난 서술을 충실하게 반영한 문항이라는 점이다.
또한, 채점 기준 (Markscheme) 에 의해 평가하는 준거지향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리하면, IB DP에서는 제시된
지식 내용은 많지만, 성취기준을 통해 예측 가능한 평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취기준 도달 여부에 초점을
둔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제시되는 지식 내용은 적지만 다양한 적용과 활용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며, 종합적 평가는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에 대한 부담은 IB DP의
EA보다 수능 시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핵
심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평가에서
다양한 적용을 측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지
식 내용과 평가와의 간극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IB DP의 사례는 구체적 내용 요소(Understandings)
에 대응하는 성취기준 (Applications and skills) 을 제시하
고, 이를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목표와
평가의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간학문적 지식
OECD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간학문적 지식’
은 학생들이 여러 학문 간의 지식을 연결짓고, 이러한 지식

을 실생활이나 다른 맥락과 관련시킬 수 있는 지식을 말한
다 [5,16]. 이러한 ‘간학문적 지식’의 이해는 핵심개념 (Big
idea)과도 연결된다 [49]. 이때 ‘Big idea’는 분과적인 주요
개념을 포함하는 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과학 외의 다른 분야 (교과) 와 연계된 현
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 방담
이 등 [49]은 이러한 측면에서 Big idea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의 다양한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Big idea 중심으로 학문간 지식
을 융합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차세대과학교육표준(NGSS)
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시도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51,52].
송진웅 and 나지연 [39]도 2015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방향 및 쟁점으로 핵심개념 (big idea) 중심의 통합과
학적 접근을 언급하였다.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통합적 구성
은 해당 과학의 단원 구성 등이 전통적인 물/화/생/지 분야
간 균등 분배의 관행을 넘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9]. 통합과학에서는 영역과 핵심개념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주제중심적 접근으로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OECD ‘학습 프레임워크’에서도 간학문
적 지식을 설계하는 방안으로서 ‘메타-개념중심적’(metaconcept-driven) 접근과 ‘주제 중심적’(thematic focused)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12], 이러한
점은 통합과학에서의 시도와 일맥상통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통합과학’의 내용 체계표를 중심으
로 물리 교과와 연계된 간학문적 지식이 교육과정에 어떻
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IB DP와의 비교를 위
해, 통합과학의 내용 체계표에 제시된 영역과 유사한 주
제인 IB DP의 ‘역학 (Mechanics)’과 ‘에너지 생산 (Energy
production)’에서 어떻게 간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는가를
비교해보았다.
‘통합과학’의 내용 체계표에 제시된 영역 중 물리 교과와
연계된 부분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총 4개의 영역 중 3
개의 영역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환경과
에너지’에서 물리 지식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물리 교과의
내용과 연계되는 단원은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물질과 규칙성’
영역의 신소재와 전자기적 성질과 관련하여 화학 분야와의
간학문적 내용이 나타나고, 다른 영역은 통합적 영역으로
묶여있을 뿐 내용 요소는 교과별로 분리된 물리 지식 내용
이 제시되고 있다. 내용 요소를 다시 분과별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2009 교육과정의 ‘융합형 과학’에서 융합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각 학문 분야에 대한 기본적 지식 내용 없이
는 암기 과목이 될 수 있다는 비판 [53]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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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hysics Knowledge Contents and Interdisciplinary Components of the Integrated Science of 2015 National
Curriculum (Excerpt from the Content Table of the Course Guide) [27]
Topic

Big ideas

Generalized Knowledge
…(Omitted)…New
materials are developed
by chang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existing
materials.

Contents
Linkage to Later Courses
· Applications of New This chapter relates to the “Matter and
Electromagnetic Field” of Physics I and
Components and
Matter and
Matters of
Materials
the “Chemical Bonding and Molecules”
Regularity
Nature
· Electromagnetic
and “Dynamic Chemical Reactions” of
Properties
Chemistry I.
· Gravity
The Earth system is
Systems and Mechanical
· Free fall
This chapter relates to the “Mechanics
maintained through
Interactions System
· Momentum
and Energy” of Physics I.
mechanical interactions.
· Impulse
· Energy
Energy must be used
Ecosystem and
Transformation and This chapter relates to the “Mechanics
efficiently to resolve
Conservation
Environment Environment
and Energy” of Physics I.
environmental issues.
· Heat Efficiency
and Energy
· Generator
Electrical energy produced · Electrical Energy
by generators are supplied · Power Transmission This chapter relates to the
Energy
to homes.
· Electromagnetic
Generation and
“Electromagnetism” and “Mechanics and
Induction
Renewable Energy
Energy” of Physics I and
· Solar Energy
“Electrochemistry and Its Uses” of
· Nuclear Power
Chemistry II.
Various renewable
· Solar Photovoltaic
energies are being
Generation
developed to replace
· Renewable Energy
fossil fuel.
(Fuel Cell, Wave
Power, Tidal Power,
Wind Power)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합과학’은 자연 현상에 대
한 통합적 이해를 추구하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시도된 과목으로, 기존 과학 과목들의 분과적 영역을 새롭
게 연계하여 재구성한 시도를 보여준다 [27]. Table 6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핵심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은 통합적
이해를 위한 주제 중심 통합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이전 교육과정의 ‘융합형 과학’에서 기본 지식
내용의 부재로 교수학습이 어려웠던 부분을 각 분과별 내용
요소 제시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 노력도 나타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에서 시도하는 바는 OECD에서
제시한 주제중심적 접근과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된 과학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간학문적
지식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제시하는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며 세심한 실천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 언
급되고 있다 [39].
반면, IB DP는 물리 교과 지식 내용과 연계될 수 있는 다
른 교과의 주제를 Topic별로 Utilizations항목에서 제시하
고 있다 (Table 7). 예를 들어 ‘역학 (Mechanics)’의 ‘2.1 운
동(Motion)’ 주제와 관련하여 생체역학(스포츠, 건강과학)
과의 연계성 및 이차함수와 운동방정식에 대한 수학 주제와
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에너지 생산 (Energy production)’
의 ‘8.2 열에너지 전환 (Thermal energy transfer)’에서는

환경 화학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생물학, 환경시스템과
사회 주제와 연계학습이 가능하다는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규분포 곡선은 수학과 연계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IB DP의 Syllabus에서는 물리 교과의 ‘학문적
지식’에 해당하는 핵심개념과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타 교과와의 연계될 수 있는 간학문적 지식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학을 통해 주제중심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지만, 물리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계에서 타 교과와의 연계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두 교육과정에서의 문서 체계에
서 제시하는 지식의 구성 방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물
리학의 핵심개념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
으로 해결하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다 [27]. 이러한
문제 해결은 간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며, 실제 직면
하게 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합리적 판단과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분야의 연계는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국 차세대과학교육표준 (NGSS) 등 각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 교육과정은 이러한 학문간의 융합을
담아내기 위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51]. 이에 따라 향후
물리 교과 교육과정의 지식 내용 구성 체계에서 간학문적
지식에 대하여 어떻게 반영하고 안내할 것인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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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hysics Knowledge Contents and Interdisciplinary Components of the IB DP (Excerpt from Physics Guide) [28].
Topic

Sub-topic

Contents
·

Topic 2:
Mechanics

2.1 Motion

8.1 Energy
Topic 8: Energy
sources
production

·
·
·
·
·

Distance and displacement
Speed and velocity
Acceleration
Graphs describing motion
Equations of motion for uniform
acceleration
· Projectile motion
· Fluid resistance and terminal speed

·
·
·
·

·
· Specific energy and energy density of
fuel sources
· Sankey diagrams
·
· Primary energy sources
· Electricity as a secondary and versatile
form of energy
·
· Renewable and non-renewable energy
sources
·

· Conduction, convection and thermal
radiation
· Black-body radiation
8.2 Thermal
· Albedo and emissivity
energy transfer · The solar constant
· The greenhouse effect
· Energy balance in the Earth
surface–atmosphere system

III. 결론 및 제언

·
·
·
·

Interdisciplinary Components
(Excerpt from ’Utilization’)
Diving, parachuting and similar activities
where fluid resistance affects motion
The accurate use of ballistics requires
careful analysis
Biomechanics (see Sports, exercise and
health science SL sub-topic 4.3)
Quadratic functions (see Mathematics HL
sub-topic 2.6; Mathematics SL sub-topic
2.4; Mathematical studies SL sub-topic 6.3)
The kinematic equations are treated in
calculus form in Mathematics HL sub-topic
6.6 and Mathematics SL sub-topic 6.6
Generators for electrical production and
engines for motion have revolutionized the
world (see Physics sub-topics 5.4 and 11.2)
The engineering behind alternative energy
sources is influenced by different areas of
physics (see Physics sub-topics 3.2, 5.4 and B.2)
Energy density (see Chemistry sub-topic
C.1)
Carbon recycling (see Biology sub-topic
4.3)
Climate models and the variation in
detail/processes included
Environmental chemistry (see Chemistry
option topic C)
Climate change (see Biology sub-topic 4.4
and Environmental systems and societies
topics 5 and 6)
The normal distribution curve is explored in
Mathematical studies SL sub-topic 4.1

‘학문적 지식’의 측면에서는 2015 교육과정과 2014 IB
DP의 교육과정은 그 변화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중심 교육의 맥락에서 교육과정의

2015 교육과정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감축

과부하를 조정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리 교

하여 학습량 경감을, IB DP의 개정은 학문적 지식에 대한

육과정에서의 ‘지식’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구성되어야

완성된 이해를 위해 내용 요소를 추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는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14 IB DP는 역량중심 교육을
추구하는 목적은 같으나, 교과의 체제와 운영 및 평가 방식
등에 있어 배경적 차이가 있다. 이와 더불어 두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공
통적 특징을 가지지만, 제시되는 지식 내용의 양과 구체성
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식 내용의 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과거처럼 많은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는 각 교과에서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
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
다시 말해, 적은 양을 학습하도록 하여 심층적인 배움이 일
어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2015 교육과정의 변화가 환영받는 부분이나
학문적 지식 내용의 감소로 인해 생기는 문제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의 학문적 지식의 구성은 중

시에 대해 ‘학문적 지식’과 ‘간학문적 지식’에 초점을 두고

요하며,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지식 내용의 감축으로 인하여

살펴본 논의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학습의 범위가 한정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OECD ‘학습 프레임워크(Learning Framework)’에서는

1. ‘학문적 지식’

각 교과 영역의 ‘세부적인 지식 내용’으로부터 ‘핵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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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빅아이디어’를 분리시켜 이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12], 이미 2015 교육과
정은 핵심개념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다. 핵심개념은 백워
드 설계 [50]에서 제시된 빅아이디어(big idea)에 기반하고
있다 [49,54]. 백워드 설계는 ‘완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의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Bruner가 강조한 ‘지식의
구조’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55]. 지식의 구조는 ‘학
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원리,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지식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다 [56]. 그런데 핵심개념의 강조가 마치 세부적 지식
내용의 감축과 동일시 되는 것인가, 지식 내용의 감축으로
핵심개념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
의가 필요하다. 또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역량 함양
을 지원할 수 있는 교과의 핵심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지식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와 숙의가 필요하다. 이를 바
탕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한 지식 내용의 감축 또는 추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지식’을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녹아들게 하고 효과적 학습으로 실현되게
하는가는 지속적인 과제이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지식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
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지식도 변화해야한다. 예를 들
어, 미국의 차세대과학교육표준(NGSS)과 한국의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KSES) 에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식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내용과 미래 사회 에너지 문제에 대
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51]. 이러한 사례는 기존 지식의
내용 구성에 얽매이지 않는 발전적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학문적 지식’의 재구성 방향은 기존 지식 내용의 감축과
증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미래 교육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개념-성취기준평가기준의 일관성과 평가로의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 Guide및 평가 문항의 사례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적은 수의
핵심개념 제시와 개념 이해를 토대로 한 성취기준을 제시하
여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제시하였고, 이는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평가의 형태로 이어졌다. IB DP의 경우
에는 세부적 내용 요소 제시와 각 내용 요소를 포함하는
구체적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성취기준에 제
시된 사항들이 평가 문항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두
교육과정 모두 ‘핵심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핵심개념’
에서 성취기준, 평가로 이어지는 모습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최소화된 지식 내용
제공을 통해 다양한 적용을 기대하고, 평가에서는 규준지
향평가(상대평가)의 관점을 취한다. IB DP는 주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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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식 내용과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이
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준거지향평가 (절대평가) 의 관점을
취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개념, 성취기준, 평가기
준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실제 평가에서 좋은 점수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핵심개념의 바탕이 된 백워드 설계 [50]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백워드 설계는 성취기
준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수업을 바르게 이끌
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이다 [55,57,58]. 또한, 핵심개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기르고
그 성취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된 요소임에 주목해야 한다
[38,54]. 이에 대해 교육과정에서 지식 내용이 제시되고 있
는 모습과 실제 평가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여, 핵심개념과
성취기준이 평가로 잘 연결되어 교수학습상황이 발전된 방
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2. ‘간학문적 지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학문적 지식에
대한 접근은 OECD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제중심 통합을 지향하지만, 실제 학습 내용은 분리된 경
향을 보이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융합형 과학에서
융합적 적용이나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다 보니
연관된 개념의 누락으로 학문적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53]. 이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과 간학
문적 지식의 개념 구조 형성에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53].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제중심 통합에 대한 시도와 동시에
기초 지식 함양을 위해 분과별 지식 내용 요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실질적 간학문적 통합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39]. 여전히 물리
지식과 다른 학문과의 간학문적 지식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
고 교수학습을 통해 어떻게 구현할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하여 IB DP의 Option topic과 Utilizations에서
다양한 물리 교과와 응용 분야의 연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IB DP에서는 물리 지식과 연관되
어 학습 가능한 다른 학문적 지식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이를 재구성하여 간학문적 교수학습을 구성하거
나,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여러 학문적 지식을
연결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향
후 2022 고교 학점제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학
물리학, 영상 물리학, 보건의료 물리학, 스포츠 물리학 등
물리학 응용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교과목을 비롯하여 A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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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 기술과의 접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학문적 지식’은 실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필요한 지식으로, 이를 함양하는 것은 물리 교과 교육
과정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보다 적절한 교육과정 문서
체계 구성을 통해 간학문적 연계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면
그와 같은 과학교육의 목표가 문서에 충실히 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간학문적 지식의 범위를 과학내의 학
문간 연계를 넘어서서 수학 및 인문학 교과와의 연계 방향
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OECD 학습 프레임워크 (Learning
Framework) 에서 역량을 위한 지식의 유형중 ‘학문적 지
식’과 ‘간학문적 지식’에 대하여 2015 교육과정과 IB DP
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리 교과 지식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 물리 교과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서의 선택 학생
수 감소, 이공계 대학에서의 기초 소양 함양 요구와 같은 위
ㆍ아래로의 압박을 받으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과 함께 교육과정에서의 지식내용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다. 그러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식은 반드시 필요
한 부분이다. 이는 과거 지식 위주의 학습으로 회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과도한 지식 학습은 교육과정의 과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역시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물리 교과 지식의
구성은 균형을 가져야 하며, 지식 구성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의
감축을 통한 학업 부담 감소와 동시에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는 OECD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한 ‘지
식’의 유형 중 ‘학문적 지식’과 ‘간학문적 지식’을 중심으로
2015 물리 교과 교육과정과 IB DP Physics(2014 revised)
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문서 분석의 한계상 실행된 교육
과정의 모습을 온전히 담지 못하였으며, 특히 평가의 사례
에서는 실제 학교에서 실행되는 수행평가, 내신평가 및 IB
DP의 내부평가 (IA) 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은 향후 실
행된 교육과정의 모습과 다양한 평가의 형태를 분석하여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식’의 유형 중
나머지에 해당하는 ‘인지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포함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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